
제철과일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기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가을이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거나 각종 잔병치레를 하기 쉽다. 기온이 떨어지면 체내 대사율의 증가로 

인해 비타민의 요구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

으로 무기질이 풍부한 과일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추천한다.

가을은 햇과일이 많이 출하되는 시기로 그 중 사과는 풍성한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이다. 가을철 사과는 식이섬

유인 펙틴이 풍부하다. 이 펙틴은 장내 나쁜 균 증식을 억제하고 좋은 균은 활성화 하는 등 장내 환경을 좋게 하

고, 변을 부드럽게 유지해 변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설사를 할 경우는 많은 양을 먹지 않아야 한다. 

한입 베어 물 때 나오는 새콤한 과즙은 유기산이 풍부하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약이고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

라는 다소 과장된 경고의 근거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과의 유기산보다 위 벽에서 분비되는 위산이 강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라면 언제 먹느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과에 풍부한 식이섬유소 때문에 장 

내에서 가스를 형성해 복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염이나 위궤양, 소화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사과와 함께 가을 과일의 양대 산맥인 배는 수분 함량이 많아 갈증 해소를 할 수 있고, 포타슘이 사과의 2배가

량 높아 체내의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준다. 또 육류와 찰떡궁합으로 고기 양념에 갈아 넣으면 고기의 연육 작용을 

도와 고기가 부드러워진다. 배를 이용한 음식 중 대표적인 것이 배숙이다. 배숙은 큰 냄비에 껍질을 벗겨 씨를 제거

한 배, 생강, 물, 설탕 또는 꿀을 넣어 졸인 후 배와 생강을 건져내 음료로 마시는데, 취향에 따라 배를 건져 먹기 좋

게 썰거나, 모두 믹서에 넣어 갈아서 병에 담아 보관해 시원하게 또는 따뜻하게 먹는다. 

대추는 귤의 7배 이상 되는 비타민C가 함유돼 있다. 이는 신체 내 점막을 튼튼히 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

되기 쉬운 당질이 많아 불편한 속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한다. 대추의 단맛은 신경 안정에도 효과가 있어 스트레

스를 심하게 받거나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 좋다. 간식으로 먹거나 잘 갈아서 잼 또는 차를 만들어 마시는 등 여

러 가지 용도로도 먹을 수 있다.  

감 한 개에는 성인의 하루 권장량을 충족할 만한 비타민A가 들어있어 피부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또 사과의 8배나 되는 비타민C가 들어있고, 당분의 함량이 높아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이다. 곶감의 경우 수분이 증

발되며 각종 영양 성분이 농축돼 단감, 홍시보다 영양 성분이 3~4배 이상 높다. 하지만 감의 떫은맛의 원인이기도 

한 ‘탄닌’이라는 성분은 장 운동을 늦추고, 철분과 결합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변비나 빈혈이 있는 경우

에는 주의해서 섭취해야 한다. 위절제 수술 환자의 경우 감에 풍부한 탄닌과 식이섬유가 위석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는 감과 연시를 먹지 말아야 한다. 단감은 아삭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있어 그냥 

먹어도 좋지만, 어디에나 잘 어울려 샐러드에 이용하기도 한다. 잘 익은 홍시 역시 살짝 얼리면 퓨레 형태의 후식으

로 즐길 수 있고, 곶감은 자체로 먹는 것 외에 넓게 펴서 견과류를 싼 곶감 말이나 수정과에 넣어 함께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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